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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실적자료는외부감사인의검토가완료되지않은상태에서투자자여러분의편의를위하여작성된자료로
그내용중일부는검토과정에서달라질수있습니다. 

본자료에포함된회사의재무성과에대한모든정보는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따라연결기준으로작성되었습니다. 

아울러본자료는미래에대한예측정보를포함하고있으며, 이러한예측정보는현재의시장상황과
회사의경영방향등을고려한것으로써향후환경의변화와전략수정등에따라결과와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첨부. 요약 연결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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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억원) 2020.1Q 2020.4Q 2021.1Q YoY

매출 3,875 4,499

매출원가 3,512 4,050 4,073

영업이익 160 209 343

(영업이익률) 4.1% 4.6% 7.3%

영업외손익 3 -57 135

지분법손익 -38 67 49

당기순이익 142 158 399

(순이익률) 3.7% 3.5% 8.5%

EBITDA 295 376 702

2021년 1분기 연결실적

매출 4,672억원, 영업이익 343억원, 순이익 399억원 기록

∎경영 실적 ∎매출 및 영업이익률

‘20.1Q ‘20.4Q ‘21.1Q

매출액 영업이익률 (단위 : 억원)

4,499

4,672

에너지소재 판매 증가 및 수익성 개선으로 분기기준 최대 매출 및 이익 달성

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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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분기 재무현황

(단위:억원) 2020.1Q 2020.4Q 2021.1Q 전분기비

자산총계 16,801 20,881 34,483 +13,602

유동자산 5,493 8,106 21,003 +12,897

현금성자산 675 1,266 15,270 +14,004

비유동자산 11,308 12,775 13,480 +705

유형자산 8,348 9,319 11,049 +1,730

부채총계 6,824 10,645 11,146 +501

총차입금 4,157 7,366 7,407 +41

순차입금 3,482 6,100 -7,863 -13,963

자본총계 9,977 10,236 23,337 +13,101

∎연결 재무상태표
(단위 : %)

∎ 재무비율

47.8

68.4부채비율

순차입금비율

자기자본비율

34.9

49.0

59.4

‘20.1Q 20.4Q ’21.1Q

104.0

67.7

59.6

유상증자 대금(1.27조원) 납입 완료에 따라 재무건전성 제고,

에너지소재 투자 가속화 기반 마련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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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재 사업 추진 현황

∎그룹사 원료사업 추진현황∎마케팅 전략

∙리튬 [POSCO]

- 호주 필바라 社 광산 지분 투자로 원활한 원료 조달

- 아르헨티나 Hombre Muerto 염호 매장량추가 확보로

생산능력 확장

- 전지용 리튬 6.8만톤 규모 상업 플랜트 착공(‘21)

∙주요 완성차사 대상 솔루션 마케팅 강화

- 유럽/아시아 그룹사 공급망 연계 신규수요 선점

- GM 등 전략적 협력 강화 및 그룹사 Network 활용

완성차사 대상 마케팅 강화

- 국내3사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Captive 수요 확보

- 영업/연구소/RIST와 공동대응을 통한 기술 영업 강화

- 그룹사와의 연계를 통한 e Autopos 및 이차전지소재

산업 전방위 홍보

- 철강 Network 활용’통합 마케팅‘(P-J, P-EU 등) 추진

∙세부 추진계획

∙니켈 [POSCO]

- 그룹사 니켈 정제시설 활용 황산니켈제조 검토

- 전지社 공정 스크랩 및 폐배터리활용 니켈 추출

- 인도네시아 등 해외 유망 니켈 프로젝트참여 검토

∙전구체 [POSCO, 포스코케미칼]

- 그룹사 생산 니켈 활용 전구체 원가절감추진

- 원료확보 가능국가에 생산거점 구축 검토

- 생산성향상을 위한신공정 연구및자체생산지속확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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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재 _양극재

∎양극재 실적 및 전망 ∎사업 전략

∙’21년 1분기 실적

- EV향판매량증가및원료가격상승에따른판가개선영향으로

매출증가및흑자전환

∙ 적기투자로 글로벌수요 신속 대응

- 차세대 EV 적용위한 NCMA 양극재 양산준비 가속화

‘20.1Q

1,547

∎매출 추이 ∎증설 계획
(단위 : 천톤)

40

2020 203020252021

275

400

98

2022

∙’21년 전망
- Full Capa 생산에따른 생산성 향상 및 고정비 감소로

영업이익 지속 발생 전망

용도별 매출현황-산소플랜트가동등원가절감노력으로수익성점진적개선

- 원료구매 경쟁입찰, 공정 혁신등 원가경쟁력강화 및

글로벌 고객사 다변화 추진

- 글로벌 생산거점기반구축및차세대소재개발지속추진

(단위:억원) ‘20.1Q ‘20.4Q ’21.1Q
QoQ

양극재 매출 460 1,463 1,547
+84

(+5.7%)

용
도
별

IT/Powertool 26% 8% 8% -

EV 74% 92% 92% -

460

+218.0%

(단위 : 억원)

40

1,463

‘20.4Q ‘21.1Q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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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재 _음극재

∎음극재 실적 및 전망 ∎사업 전략

- 수율개선 및 원료가 하락으로안정적 수익성 유지

∙ 신제품 조기개발 통한 사업영역 확장

- 인조흑연 및 실리콘계 개발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519536

410

∙’21년 전망

- 판매 확대 적기 대응을 위한 생산능력증대

(단위:억원) ‘20.1Q ‘20.4Q ’21.1Q QoQ

음극재 매출 410 536 519
-17

(-3.2%)

용
도
별

IT/Powertool 20% 21% 19% -2%p

EV 61% 67% 64% -3%p

ESS 19% 12% 17% +5%p

용도별 매출현황

- 판매량 증가에도환율하락영향에전분기비매출소폭감소

- 국내 3사用 기존 양산품 공급확대, 신규 모델 공급추진,

해외 대형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물량 확대

- 旣 연구성과 및 기술보유사 협력을 통한 조기사업화

2020 2021 2022 20302025

44
69 82

172

260

∎매출 추이 ∎증설 계획
(단위 : 천톤)(단위 : 억원)

∙’21년 1분기 실적

‘20.1Q ‘20.4Q ‘21.1Q

+30.7%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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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물, 라임케미칼

∎내화물제조정비 ∎라임케미칼

∙’21년 1분기 실적 및 전망

-내화물판매단가 하락 및고단가전로수리대수감소영향으로

매출액소폭감소

- 수익성향상활동및제강업체등가동률상승으로이익증가

∙’21년 1분기 실적 및 전망

- 탄소배출권 할당량증가에 따른 비용 정산분 감소로

생석회 매출액 감소

- 유가상승영향으로 케미칼 부문 매출 및 이익 증가

∎매출 추이 ∎매출추이

∙사업전략
- 제조•정비•시공기반한 Total Solution 역량으로

신규시장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사업전략

내화물

로재정비

1,295

48%

52%

52%

48% 49%

1,030
1,090

51%

‘20.1Q ’20.4Q ’21.1Q

생석회

케미칼

1,602

52%

48%

59%

41% 43%

1,381 1,389

57%

- 에너지 저감형 COG 정제기술 개발통한 원가절감

- 부산물 고부가화 통한 신사업 추진

(단위 : 억원) (단위 : 억원)

‘20.1Q ’20.4Q ’21.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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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엠씨텍 사업현황

∎사업 전략∎매출 및 영업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단위 : 억원)

(억원)

매출액

순이익

352

-83

∙’21년 1분기 실적

- 침상코크스 및 유분 판매단가 상승영향으로 매출 및

이익 증가

∙’21년 전망

- 中 경기 회복에 따른 전기로 가동률 상승 및 환경규제

강화로 침상코크스 가격 상승추세 지속

- 중국내 침상코크스 업체들 상반기 정기보수 영향 등으로

수급 여건 개선

∙사업전략

- 고객맞춤형 제품개발로 수익구조 안정화 추진

- 석유계급 침상코크스품질 확보를 위한 제조기술 개발

299
347

105

156

- 中정부의 저탄소 정책기조에따른 전기로 가동율 상승 및

음극재용 수요 증가로 침상코크스 가격 하락 제한적

‘20.1Q ’20.4Q ’21.1Q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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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요약 연결재무제표

(억원) 2019년 2020년 2021년

Q1 Q2 Q3 Q4 연간 Q1 Q2 Q3 Q4 연간 Q1 연간

매출액 3,553 3,698 3,717 3,870 14,838 3,874 3,402 3,887 4,499 15,662 4,672 4,672

영업이익 219 167 280 233 899 160 41 194 208 603 343 343

영업이익률 6.2% 4.5% 7.5% 6.0% 6.1% 4.1% 1.2% 5.0% 4.6% 3.9% 7.3% 7.3%

당기순이익 329 234 300 153 1,016 142 -72 69 158 297 399 399

(억원) 2019년 2020년 2021년

Q1 Q2 Q3 Q4 Q1 Q2 Q3 Q4 Q1

자산총계 10,213 12,527 13,180 17,301 16,801 21,227 20,633 20,881 34,483

유동자산 4,916 4,639 4,192 6,496 5,493 9,590 9,061 8,106 21,003

현금성자산 1,380 591 361 2,101 675 5,019 4,238 1,266 15,270

비유동자산 5,297 7,888 8,988 10,805 11,308 11,637 11,572 12,775 13,480

부채총계 2,532 2,910 3,256 7,238 6,823 11,332 10,534 10,645 11,146

유동부채 2,217 2,353 2,261 2,507 2,151 1,634 1,835 2,207 2,729

비유동부채 315 557 995 4,732 4,672 9,698 8,699 8,438 8,417

자본총계 7,681 9,617 9,924 10,063 9,977 9,895 10,099 10,236 23,337

차입금 194 416 966 4,160 4,157 9,212 8,171 7,366 7,407

부채비율 33.0% 30.3% 32.8% 71.9% 68.4% 114.5% 104.3% 104.0% 47.8%

순차입금비율 △15.4% △1.8% 6.1% 20.5% 34.9% 42.4% 38.9% 60.1% △33.7%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 현금성자산 : 현금 + 단기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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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판매량 및 비중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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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대)

출처 : 삼성증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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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코발트 망간

(단위 : 천USD/MT)

니 켈 : 배터리용고순도니켈제품수요증가와 뉴칼레도니아

및동남아지역공급감소전망에가격지속상승전망

코발트 :하이-니켈비중확대등Low-Cobalt 양극재확산영향

으로코발트재고가증가하며, 당분간수급안정세전망

글로벌 : 유럽시장의폭발적인성장세지속및바이든정부의

연비규제강화와전기차시장확대정책으로높은증가세예상

중 국 : 전기차보조금지급기한연장및경제정상화영향으로

20년하반기부터지속적인MoM 증가세시현

주요 원자재 가격 추이

출처 : LME

참고. 전기차 시장 전망 및 원자재 가격 추이



감사합니다.


